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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Studio
권나예	동진학교, 우리의 느린걸음 : 서울 동부지역 일반학교
결합형 특수학교 계획안
권태석	FILL(feeling) IN THE BLANK : 교육공간에서의 유휴공간과
지역사회의 결합 및 도시속으로의 프로토타입 제시
박윤서
Into the Grid : 전남방직 공장부지 DIY 공간화 계획
이연수	From the road, to the Library : 동선 확장을 통한 도서관
활성화 계획안
이우석	HéliceNaru : 신천유수지 활용, 공간의 연속성을 통한
뉴노멀시대의 새로운 공공도서관 제안
정혜원	Pump up dream! : 흑석빗물펌프장, 빗물을 담던 그릇에서
청년들의 꿈을 담는 디지털 창업교육센터로 리노베이션
조현수	Walk Again, Work Begin : 고령화 시대, 제2의 직업을
찾아가는 노인들의 캠퍼스
김정수 Studio
김서영
김소영
박진희
신재웅
정예찬
추지수
최경조

Alleys in Alleys
GROUND CONNECTOR
YMCA, Life in the Woods
Inter-sensory Tunnel Scape
좁은길 [마 7:14]
Bamseom Maze
PIXEL PARK

활성화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신축계획안 손유림	성수LAPUTA - 성수지상역사를 활용한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신현욱	잠실 그린 라이프 - 수직의 마당을 품은 잠실 주공5
단지 재건축안 이상우
Lifted Up Memories - 인천개항 100주년 기념박물관 지선영	가재울뉴타운 수영체육센터 - 시선 중첩을 통한
구도심 기억장치 추명훈	성수문화공장 - 구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 재사용 방안항강우	Double Ring Dormitory - 남녀비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북경대 기숙사 계획안 황재성	송정 동네 책바퀴 -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쳐를 활용한
파크 라이브러리 이준석 Studio
곽세욱	Breaking the 4th Wall : Beyond Multi-use Configuration
박수민	The Integration : 소통이 매개하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통합
이임건	Promenade of Urban Weaving : 성내천 빗물펌프장의
새로운 해석
정경윤
NEO-AUCTION _ The NEW ELATION
정재영
The Healing Skyscraper of 21st Century Seoul
조연호
Culture Cascade _ The Neo 홍익문고

박인석 Studio
류채정	RE:VIVE HILTON / 서울역-남산공원을 잇는 멀티 플랫폼 제안
박서연	Entrance? Everywhere! / 백화점과 거리가 만나는
새로운 방식
배재준	The Site 01 : Build Your Own House / 나만의 집이
만드는 입체 마을
유건돈	Life Share SOC Housing / Urban Share 공유주거를 통한
마을재생
이민정	팔림프세스트(Palimpsest) / 다시 쓰는 동대문아파트

이재인 Studio
김윤중	Creative Office : 열린경계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오피스 계획안
김재경	Sustainable School : 세대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초등학교 제안
노은솔	Dream of my green : 지역적 특색을 살려, 농촌
프로그램을 담은 초등학교 제안
아리운자르갈	BM – Community C-Cultural center : 문화 활동을 통하여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제안
양소미	Campus Active-hub : 지식창고의 변화, 능동적인

옥태범 Studio
강유진	RAMP WAY for NEW 'VEHICLE' - 다가올 자율주행시대의
새로운 주차건물 유형 제안 곽병주	남부 마켓 플레이스 터미널 – 아트리움을 공유하는
그린 터미널 신축계획안 김지영	도서관을 품은 초등학교 - 동탄II 송방천 공원 내 시민
공유 초등학교 박준규	Old men in main street - 폐교되는 성수공고를 노인과
이웃이 함께하는 주거공간으로 박형선	수평과 수직의 세종 국회의사당 - Compact,
Monumental Park 박효준	Memory Block library - 경기 광주시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도서관 서준혁
보라매 집하장 미술관 - 지하 혐오시설과의 상생방안 성규리	Printing Ground - 충무로 인쇄거리와 세운상가군

교류가 가능한 명지대학교 도서관 신축안
이찬희	Social Network Housing :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실현되는 이웃간의 소통
하시원	New City Structure : 종로 4ㆍ5가의 새로운 도시구조를
통한 동대문시장 블록(9구역) 활성화 제안
전진영 Studio
강련홍
Harmony with TOPOS _ 삼청동 공연예술센터 설계제안
강민준
Reuse of Heritage _ 군산 (구)제일사료공장 리노베이션
권희은
Mast and Knot _ 부산 공동어시장 재활용 설계제안
김다솜
Floating Layers _ 잠실유수지 복합문화공간 설계제안
김병철	구룡 Learning Hub _ 저이용 지하철역사 리노베이션 제안
김정원	다시 세운 인현동 _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 제안
노현우
Transit Hub _ 자양동 버스차고지 리노베이션 계획안
박민지
Coexistence with Ironworks _ 문래동 복합문화시설

박예지
주휴소 _ 신림문화충전소 설계제안
신동석
Museum + Market _ 풍납토성을 잇다
아마르뎀베렐
Fusion & Diffusion _ 광장동 몽골학교/문화원 설계제안
양재현	The 6 Platforms _ 홍제동 유진상가 리노베이션
설계제안
양혜린
Diaspora Reunion _ 인천 함박마을 고려인 지원센터
유승우
Elctro-Mall’s Evolution _ 용산전자상가 리노베이션
윤인선
Common Ground _ 청량리동 주민센터 계획안
이예지	Urban Renewal by THERMAE _ 온양온천 휴양시설
계획안
이준의
Urban Air Mobility _ 미래형 복합환승허브 계획안
임채민
Urban Nexus _ 가리봉동 역사문화시설 계획안
정금화
Observatory of Memories _ 제주 올레10길 여행자센터
조강준	Underground of Dynasty _ 경복궁 지하공간 재활용
설계제안
최민주	골목, 살아(사라)지다 _ 인천 괭이부리마을 주상복합
계획안
표유미
Reborn _ 부산 범일동 폐교 리노베이션 설계제안
한지만 Studio
강진성
PLATFORM OF CREATION
고유진
청계 어울타래 : 동대문종합시장 리노베이션
김성훈
북촌 가는 길
김현성
홍유릉 역사문화공원 개선안
박예빈
시간이 얽어낸 공간 : 정조로 창의예술공간 계획안
안홍미	창신에서 꾸는 꿈 : 모호한 경계로 청소년문화도서관
공간 만들기
양형모	Borderline between inside-out : 전통건축 공간구조에
담은 한국문화 체험 및 전시시설 계획안
윤태웅
느리지만 빠른 길 : 종묘 앞 수장고형 전시관 계획안
이다빛	신박물관 Neo-1945 : 미쓰비시 줄사택 리뉴얼
프로젝트
이수보
일상의 비엔날레 :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리노베이션
이어진
명동 Ent. FRAME
이현지
청계 세심대 : 청계를 담은 심리치유센터
장종원	BOOK村 停讀園 : 정독도서관 리노베이션을 통한 북촌
라키비움 계획안
차동연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찾은 서울성
한주호	서촌 너나들목 창작샘 : 서촌 일대 장소성 회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제안
오상은 Studio (공간디자인전공)
손민재 김하경 소풍길 갤러리
김수연 유진
애관극장 _ 시간행위로의 재해석
강은비 남유림 스와로브스키 호텔 _ 크리스탈 커팅을 입히다
권혁재 박지혜 공유오피스 _ Accessibility
김호연 예유림 소래습지, 모방과 자생을 담은 호텔
감지예 이서윤 숨쉬는 학교 _ 긴장에 이완을 더하다
최혜정 장지훈 HC+S _ 혜화와 결합된 GOOD SPACE

모시는 말씀

건축대학 소개

팬데믹 사태가 가져온 많은 변화는 우리가 다시 찾는 일상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 교육

명지대학교 건축학부는 1972년에 개설되어 올해로 50주년이 되었습니다. 2002년 국내에서는 최초로 공과대학 소속 건축공학과에서 건축대학 건축학부

현장 역시 우리 사회 삶의 방식과 생활공간이 맞이한 변화와 그것이 던지는 과제에 대한 논의와 공부로 분주합니

로 개편하여 5년제 건축학교육과정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건축학부 내 건축학전공, 전통건축전공, 공간디자인전공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학전공은 2007

다. 새로운 과제들을 ‘지속가능성’이라는 궁극적 지향에 조율하고 도시-건축공간 설계 전문가의 덕목으로 갈무리하

년 국내 최초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으로부터 인증을 받은데 이어 2012년과 2017년의 두 번째, 세 번째 인증에서 모두 만점 인증을 받는 등 국내
건축교육을 선도하는 최고의 건축교육과정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실무 중심 교육, 국제적 수준의 건축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우리 대학은 보

는 일에 열심입니다. 국내 최고 건축교육과정으로 건축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CAMU 에서 매일

다 다양한 건축설계 융합교육을 위해 전통건축전공 신설(2009) 및 KAAB 인증 취득(2017), 공간디자인학과 편제(2009) 및 5년제 공간디자인전공으로 개

펼쳐지는 풍경입니다. 여기 CAMU에서 자란 예비 건축가들이 올해도 그들의 역량을 집약한 작품전을 마련하였습

편(2014) 등 교육체제 발전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현재 건축학-전통건축-공간디자인의 5년제 3전공 체제로 전통과 현대, 건축과 디자인이 연계하고 협

니다. 부디 오셔서 건축가로 비상하려는 청년들의 꿈에 잠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력하는 독보적인 건축교육과정으로 창의적이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예비건축가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속하고 있는 해외 설계워크숍 역시 명지건축의 독보적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베니스대학 국제 설계워크숍, 로마대학 국제 설계워크숍,

2022.07.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박인석

NYIT 국제 설계 워크숍 등 3개 해외 설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외국 건축교육 현장에서 외국 학생들과 어울려 건축설계교육을 체험할 수 있
는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건축대학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학생 정원과 가장 많은 수의 전임교수진 등 충실한 인적, 물적 교육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과목과 교육 프로그
램을 갖추고 있는 국내 최고 건축교육기관임을 자부하며, 보다 깊고 넓은 교육을 통해 한국 건축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졸업작품
김남훈 Studio
권나예	동진학교, 우리의 느린걸음 : 서울 동부지역 일반학교

옥태범 Studio

이재인 Studio

조강준	Underground of Dynasty _ 경복궁 지하공간 재활용 설계제안

강유진	RAMP WAY for NEW 'VEHICLE' - 다가올 자율주행시대의

김윤중	Creative Office : 열린경계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오피스 계획안

최민주	골목, 살아(사라)지다 _ 인천 괭이부리마을 주상복합

김재경	Sustainable School : 세대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초등학교 제안
노은솔	Dream of my green : 지역적 특색을 살려, 농촌 프로그램을

표유미

결합형 특수학교 계획안

새로운 주차건물 유형 제안 -

권태석	FILL(feeling) IN THE BLANK : 교육공간에서의 유휴공간과
지역사회의 결합 및 도시속으로의 프로토타입 제시

곽병주	남부 마켓 플레이스 터미널 – 아트리움을 공유하는 그린

박윤서

Into the Grid : 전남방직 공장부지 DIY 공간화 계획
이연수	From the road, to the Library : 동선 확장을 통한 도서관

김지영	도서관을 품은 초등학교 - 동탄II 송방천 공원 내 시민

활성화 계획안
이우석	HéliceNaru : 신천유수지 활용, 공간의 연속성을 통한

박준규	Old men in main street - 폐교되는 성수공고를 노인과

터미널 신축계획안 공유 초등학교 이웃이 함께하는 주거공간으로 -

뉴노멀시대의 새로운 공공도서관 제안

박형선	수평과 수직의 세종 국회의사당 - Compact, Monumental Park -

정혜원	Pump up dream! : 흑석빗물펌프장, 빗물을 담던 그릇에서
청년들의 꿈을 담는 디지털 창업교육센터로 리노베이션

박효준	Memory Block library - 경기 광주시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도서관 -

조현수	Walk Again, Work Begin : 고령화 시대, 제2의 직업을
찾아가는 노인들의 캠퍼스

성규리	Printing Ground - 충무로 인쇄거리와 세운상가군

서준혁

보라매 집하장 미술관 - 지하 혐오시설과의 상생방안 활성화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신축계획안 -

손유림	성수LAPUTA - 성수지상역사를 활용한 지역산업 활성화 방안 김정수 Studio
김서영

신현욱	잠실 그린 라이프 - 수직의 마당을 품은 잠실 주공5단지
Alleys in Alleys

담은 초등학교 제안
아리운자르갈	BM – Community C-Cultural center : 문화 활동을 통하여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제안
양소미	Campus Active-hub : 지식창고의 변화, 능동적인 교류가
가능한 명지대학교 도서관 신축안
이찬희	Social Network Housing :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실현되는 이웃간의 소통
하시원	New City Structure : 종로 4ㆍ5가의 새로운 도시구조를
통한 동대문시장 블록(9구역) 활성화 제안

강련홍

Lifted Up Memories - 인천개항 100주년 기념박물관 -

강민준

공간 만들기
양형모	Borderline between inside-out : 전통건축 공간구조에 담은
느리지만 빠른 길 : 종묘 앞 수장고형 전시관 계획안

명동 Ent. FRAME
청계 세심대 : 청계를 담은 심리치유센터

정예찬

추명훈	성수문화공장 - 구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 재사용 방안-

김병철	구룡 Learning Hub _ 저이용 지하철역사 리노베이션 제안

추지수

Bamseom Maze

항강우	Double Ring Dormitory - 남녀비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김정원	다시 세운 인현동 _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생 제안

최경조

PIXEL PARK

류채정	RE:VIVE HILTON / 서울역-남산공원을 잇는 멀티 플랫폼
제안

시간이 얽어낸 공간 : 정조로 창의예술공간 계획안

안홍미	창신에서 꾸는 꿈 : 모호한 경계로 청소년문화도서관

이현지

Inter-sensory Tunnel Scape
좁은길 [마 7:14]

파크 라이브러리 -

홍유릉 역사문화공원 개선안

박예빈

일상의 비엔날레 :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리노베이션

신재웅

황재성	송정 동네 책바퀴 -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쳐를 활용한

북촌 가는 길

김현성

이어진

지선영	가재울뉴타운 수영체육센터 - 시선 중첩을 통한 구도심

박인석 Studio

김성훈

이수보

YMCA, Life in the Woods

박민지

Transit Hub _ 자양동 버스차고지 리노베이션 계획안
Coexistence with Ironworks _ 문래동 복합문화시설

박예지

주휴소 _ 신림문화충전소 설계제안

노현우

청계 어울타래 : 동대문종합시장 리노베이션

Mast and Knot _ 부산 공동어시장 재활용 설계제안
Floating Layers _ 잠실유수지 복합문화공간 설계제안

GROUND CONNECTOR

북경대 기숙사 계획안 -

PLATFORM OF CREATION

고유진

이다빛	신박물관 Neo-1945 : 미쓰비시 줄사택 리뉴얼 프로젝트

박진희

김다솜

강진성

Harmony with TOPOS _ 삼청동 공연예술센터 설계제안
Reuse of Heritage _ 군산 (구)제일사료공장 리노베이션

김소영

기억장치 -

한지만 Studio

윤태웅

이상우

권희은

Reborn _ 부산 범일동 폐교 리노베이션 설계제안

한국문화 체험 및 전시시설 계획안

전진영 Studio

재건축안 -

계획안

Museum + Market _ 풍납토성을 잇다
아마르뎀베렐 Fusion & Diffusion _ 광장동 몽골학교/문화원 설계제안

장종원	BOOK村 停讀園 : 정독도서관 리노베이션을 통한 북촌
라키비움 계획안
차동연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찾은 서울성

한주호	서촌 너나들목 창작샘 : 서촌 일대 장소성 회복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제안

신동석
이준석 Studio

양재현

박서연	Entrance? Everywhere! / 백화점과 거리가 만나는 새로운
방식

곽세욱	Breaking the 4th Wall : Beyond Multi-use Configuration

양혜린

박수민	The Integration : 소통이 매개하는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의 통합

유승우

배재준	The Site 01 : Build Your Own House / 나만의 집이 만드는
입체 마을

이임건	Promenade of Urban Weaving : 성내천 빗물펌프장의

윤인선

새로운 해석

이예지

유건돈	Life Share SOC Housing / Urban Share 공유주거를 통한
마을재생

정경윤

NEO-AUCTION _ The NEW ELATION

이준의

정재영

The Healing Skyscraper of 21st Century Seoul

임채민

이민정	팔림프세스트(Palimpsest) / 다시 쓰는 동대문아파트

조연호

Culture Cascade _ The Neo 홍익문고

정금화

The 6 Platforms _ 홍제동 유진상가 리노베이션 설계제안
Diaspora Reunion _ 인천 함박마을 고려인 지원센터

오상은 Studio (공간디자인전공)
손민재 김하경 소풍길 갤러리

Elctro-Mall’s Evolution _ 용산전자상가 리노베이션
Common Ground _ 청량리동 주민센터 계획안

김수연 유진

애관극장 _ 시간행위로의 재해석

Urban Renewal by THERMAE _ 온양온천 휴양시설 계획안
Urban Air Mobility _ 미래형 복합환승허브 계획안

권혁재 박지혜 공유오피스 _ Accessibility

Urban Nexus _ 가리봉동 역사문화시설 계획안
Observatory of Memories _ 제주 올레10길 여행자센터

감지예 이서윤 숨쉬는 학교 _ 긴장에 이완을 더하다

강은비 남유림 스와로브스키 호텔 _ 크리스탈 커팅을 입히다
김호연 예유림 소래습지, 모방과 자생을 담은 호텔
최혜정 장지훈 HC+S _ 혜화와 결합된 GOOD SPACE

